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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컨설팅 전문기업

DESIGN NORI는 기업이나 단체에 요구되는 다양한 디자인 관련 Needs에  

부합하는 최적의 디자인을 개발/제공하는 전문 디자인 컨설팅 업체입니다.

아이덴티티 개발에서부터 전시도록을 비롯한 출판/편집 디자인, 홍보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웹사이트 개발과 UI(User Interface)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일관성있게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Creative & Professional

2000년 설립 이후, DESIGN NORI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디자인 컨설팅 및 

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폭 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퀄리티 높은  

디자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자인 트렌드를 학습하고, 새로운 디자인 기법과 제작 테크닉

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보다 나은 디자인,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DESIGN NORI는 클라이언트의  

비전을 공유하며, 책임감 있는 디자인을 선보이겠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디자인하는가?”  
  입니다.



전시 및 작품 도록과 포트폴리오 제작을 비롯하여 다양한 출판/인쇄물의 디자인 개발과 제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별화되는 DESIGN NORI 만의 전문적인 Typography 노하우와 국내  

최고 수준의 인쇄/제작 시스템으로 고품질의 출판/인쇄를 보장합니다.

Editorial & 
Publication



폭 넓은 개발 경험과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최적의 홍보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브로셔와 포스터, 

Invitation, DM 등을 비롯하여 전시패널이나 배너와 같은 전시 관련 홍보물까지, 클라이언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디자인으로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Promotion
Design



아이덴티티 개발은 단순한 로고 개발이 아닌, 기업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일관성있게 시각화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인 수단입니다. DESIGN NORI는 브랜드  

기획에서 네이밍,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품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브랜드 이미지까지 전달할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은 단순한  

포장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DESIGN NORI는 제품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포장을 여는 사용자의  

경험까지 고려한 창의적이고 남다른 패키지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randing & 
Identity

Package
Development



창조적인 디자인과 기술의 효과적인 융합이 요구되는 웹사이트는 이제 비즈니스의 옵션이 아닌  

기본입니다. 크로스오버 플랫폼을 고려한 웹 표준 코딩과 차세대 웹 개발 솔루션으로 주목 받는 

CMS 등.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웹사이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애플리케이션과 게임, App, E-Book 등과 같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위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기반한 U.I. (User Interface) 디자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obile Device를  

비롯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ebsite 
Development

Interactiv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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